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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지 정 보

런던사무소

최근 영국 고용 동향 및 일자리보전대책의 영향

◇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시행한 ‘일자리보전대책(CJRS, Coronavirus Job Retention
Scheme)‘은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예상되었던 대규모 실업 사태를 예방
한 것으로 평가
◇ ‘21.3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실업률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
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‘21.9월 말 일자리보전대책 종료와 관련하여 노동
시장의 불확실성 잠재
o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임시 휴직 근로자 중 일부가 일자리를
잃을 가능성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
o 또한 일부 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등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기간
지속될 것으로 전망
Ⅰ

일자리보전대책 시행 경과

□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
방지하기 위해 ‘일자리보전대책(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)‘을 시행
o 비자발적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 보전하는 제
도로 ‘21.9월 말 종료 예정(’20.3월 시행)
*

월 2,500파운드 이내에서 급여의 80%(정부 80% → ‘21.7월 정부 70%, 고용주 10%
→ ’21.8~9월 정부 60%, 고용주 20%)
－ 최초 시행 시 단기간 동안 지원할 계획(이동제한조치 기간, ‘20.3~5월)이었
*

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동 대책 종료 시기도 여러 차례 연기
□ 수혜 근로자 규모는 1차 이동제한조치 이후 최고 수준(8.9백만, ‘20.5월)에 도
달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차(4.1백만, ’20.11월) 및 3차(5.1백만, ‘21.1월) 이동
제한조치 시행으로 일부 증가
o ’21.3월 이후 3차 이동제한조치 완화 및 전면 해제 등에 따라 감소세는
지속되고 있으며 ‘21.7월 말 현재 1.6백만 명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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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‘21.8.16일 현재 누적 수혜 근로자는 11.6백만 명이며, 지원 규모는 685억 파
운드 수준(코로나19 대응 예산의 1/5 수준)
수혜 근로자 수

누적 수혜 근로자수 및 지원 규모

자료 : ONS

Ⅱ

일자리보전대책의 영향

□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비필수업종 영업 중단 등 강도 높은 이동제한조치 시행
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었으나 정부의 일자리보전대책은 이를 예방한 것
으로 평가
o 동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실업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나 고용으로
간주된 근로자 비중이 최고 27%에 도달(‘20.5월)
o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국의 실업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
안정적으로 유지
BOE 실업률 전망치 및 실제치
(%)
▪ BOE 전망치1)
(‘20.5월)
(‘20.8월)
(‘20.11월)
(‘21.2월)
▪ 실제치

‘20.6월

12월

‘21.3월

6월

9.0
4.1

8.0
7.5
6.3
5.2

7.4
6.7
5.5
4.9

7.7
4.7

주 : 1) ( )는 전망 시기
자료 : BOE

임시휴직 근로자 비율1)

주 : 1) 임시휴직 근로자 수/전체 고용된 근로자 수
자료 : ONS

주요 선진국 실업률

자료 : Bloombe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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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

최근 고용 상황

경제활동 재개로 고용 상황 일부 개선 )
□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 상황은 ‘21.3월 이후 3차 이동
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
고용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
o 실업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 ‘21.7월 4.6% 수준이며, 고용률은 60.4%로
최저수준에서 벗어나는 모습
o ‘21.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3만 명 많은 수준이나
최근 감소하는 모습이며, 근로시간도 상당 폭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의
96%에 도달
(

‘20.2월
▪ 근로시간(백만 시간)

1,052

6월
845

10월
950

12월 ‘21.3월(A)
969

▪ 비경제활동인구(천 명) 19,026 19,479 19,486 19,581

950

6월
1,001

7월(B)

B-A

1,007

+57

19,729 19,682 19,660

-69

자료 : ONS

실업률 및 고용률

비경제활동인구 및 근로시간

자료 : ONS

□ 아울러 ‘21.7월 말 현재 정부의 지원(일자리보전대책)을 받고 있는 1.6백만 명의
임시휴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동 지원 종료(’21.9월 말) 이후 노동시장의
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
o BofA는 비경제활동인구 및 임시휴직자 등 유휴인력을 감안하면 실제 유휴
생산능력은 현재 실업률이 내포하고 있는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추정(‘21.9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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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

일부 산업 구인난 발생 )

□ 최근 경제활동 재개로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
Brexit 및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
o 구인건수는 ‘21.6~8월 중 1.0백만 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
코로나19 대유행 직전보다 24.9만 건 증가하였으나 인력 충원의 어려움 정
도를 나타내는 직원활용성 지수는 이동제한조치 완화 이후 오히려 악화
▪ 직원활용성 지수1)

‘21.4월(A)

5월

6월

7월

8월(B)

B-A

(정규직)

44.5

33.7

25.3

25.9

22.8

-21.7

(계약직)

42.2

35.3

27

27.6

25.4

-16.8

주 : 1) 인력 충원의 어려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(Availability of Staff Index) 50=no change, 50
초과=개선, 50 미만=악화
자료 : KPMG/REC UK Report on Jobs

의 CFO 서베이(‘21.7월)에 따르면 ‘21.2/4분기 중 채용에 어려움이
있다고 보고한 기업이 응답기업의 78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

o Deloitte

□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당규모의 임시휴직 근로자 가 존재하는 가운데
장기간 영업중단 등의 조치로 영국을 벗어난 외국인 노동자의 복귀가 Brexit
및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주로 기인
*

*

이직 시 정부의 일자리보전대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o

특히 대형화물 운송기사 부족으로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발생(자세한 내
용은 <참고> ‘영국 내 대형화물 기사 부족 상황’ 참조)

□ 한편 인력 부족에 따른 기업 간 채용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규 채용 직원의
급여가 증가
신규 채용 직원 급여 지수1)

구인건수

자료 : ONS

주 : 1) 50=동결, 50초과=증가, 50미만=감소
자료 : BO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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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

향후 전망

■ 일자리보전대책 종료 이후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
코로나19 및 Brexit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산업에서의 인력부족 현상 등 노동
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
□ 정부의 일자리보전대책이 ‘21.9월 말 종료됨에 따라 동 제도의 지원을 받으
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중의 일부는 실업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
o BOE는 ‘21년 말 실업률이 4.75%로 현재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(’21.8월)
하고 있으며 시장참가자들도 5.2%로 상승을 전망
o BofA는 수혜 근로자의 18%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단기적으
로는 실업률이 5.3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(‘21.9월)
*

*

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는 6.1%까지 상승 전망

□ 아울러 코로나19 및 Brexit 등으로 인한 일부 산업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은
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
□ 다만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면 임시휴직 근로자의 복귀 및 비경제
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
o 코로나19 대응으로 재택근무 기반이 확충된 점은 향후 비경제활동인구
감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*

월 백만 명, 사상 최고치) 이후 완만한 감소세 시현(’21.5~7월 중 8.4만 명 감소)

* ‘21.4 (19.7

−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’가족돌봄‘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
자는 오히려 감소
비경제활동인구 요인별 증감1)

주 : 1) ’19.12월 대비 ‘21.7월 기준
자료 : ONS

시장참가자 실업률 전망1)

주 : 1) ‘21.9.22일 기준
자료 : Bloombe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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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>

영국 내 대형화물 기사 부족 상황
(현 황)
□ 화물운송조합(RHA, Road Haulage Association)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10만 명 이상의
대형화물기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
o RHA의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회사의 30%가 기사 채용에 8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답변
하였으며, 인력부족 요인으로 은퇴*, Brexit, IR35(세제 변경)**, 이직 등의 순으로 응답
* 영국 대형화물기사 평균 나이 : 55세

** EU지역에서 온 기사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

인력부족 요인1)

구인 소요 기간

주 : 1) 중복 응답 허용
자료 : RHA

□ 화물운송 여건이 악화되면서 휘발유 등 생필품 부족 우려로 패닉바잉* 현상이 발생
* 주유소 앞 긴 줄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으며, 절반 이상의 동네 주유소가 재고부족으로
영업을 조기 종료(FT, 9.27일)

( 주요 요인 )
□ Brexit로 EU 국가 기사들에 대한 영국의 취업비자(working visa) 발급이 제한
□ 아울러 국경 통관 절차로 인해 영국 운송에 추가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EU 기사들의 영국
운행도 감소(운임은 시간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 책정)
□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화물운송 면허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‘20년 중
합격자가 전년에 비해 2.5만여 명이 감소
(대 응)
□ 정부는 운송기사들의 근로시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*하고 면허시험 제도 등의 변경을
대안으로 제시
* 1일 최대근로시간 1주일 중 2일에 한해 9 → 11시간으로 확대(‘21.10.3일까지 시행)

□ 업계에서는 EU 기사에게 영국 내 운행이 가능한 특정 비자*를 발급하여 줄 것으로 요구
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**
* 대형화물기사를 영국 내 인력 부족 직업군에 포함시켜 영국을 운행하는 EU 기사에게 숙련
노동자 비자를 발급
** 최근 주유소의 재고부족 사태 등으로 존슨 총리는 5,000명의 외국인 운전기사에게 임시비자
발급제도를 승인하였으나 업계에서는 동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(FT, 9.25일)

□ 한편, Tesco, Aldi 등 대형 수퍼마켓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급여 인상 및 보너스 지급
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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